


PREFACE

ACL 경단기 해사영어 기출&예상문제집을 내며...

해사영어 기본서에 이어 기출&예상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. 본 교재는 해양경찰 특채 시

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심화내용을 추가하여 해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

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.

본 교재는 SMCP, Navigation general, Regulations, Log book이라는 총 네 개의 파트로  구

성되어 있고, 각 파트는 기출문제－예상문제(기본)－예상문제(심화)－확인학습 순서로 구성하

였습니다. ‘기출문제’ 풀이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, 출제가 예상되는 ‘예상문제’를 풀면서 

응용력을 키우며 마지막으로 확인학습을 통해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

록 체계화했습니다. 따라서 처음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을 

추천합니다. 

PARTⅠSMCP는 출제비중이 매우 높습니다. SMCP 용어 정의, 선박의 접·이안, 투묘·양묘, 

Message maker, SMCP의 원리 부분이 주로 나오고, 가끔 문법 문제도 등장합니다. SMCP 문

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IMO에서 규정한 ‘SMCP’에 나오는 표현, 단어를 그대로 찾는 것입

니다. 생소한 표현이라도 ‘SMCP’에 나오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문제를 풀고, 한 

문제를 풀더라도 위에 언급했던 용어의 정의와 문법(전치사)을 생각하며 푼다면 좀 더 효율적으

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PARTⅡNavigation general은 PARTⅠ과는 다르게 정해진 표현이 없습니다. 같은 내용에 대

해 다른 설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항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해석을 위한 영어 실력

이 필요합니다. 대신 어렵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출제

비중도 낮으므로 처음 시험을 준비하거나 기관 전공인 학생들은 ‘예상문제(심화)’는 생략하고 공

부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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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ⅢRegulations도 출제비중이 높으며 COLREG－IAMSAR－UNCLOS－SOLAS－

MARPOL－ISPS－ISM－STCW 순으로 출제비중이 높습니다. SMCP와 마찬가지로 기본 용어 

정의를 묻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으며 법규에서 사용한 정확한 단어와 표현을 찾아야 합

니다. 해사법규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는지 

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 국제법은 내용을 모르면 아예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

이 파트는 더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기에 심화문제까지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

리고 법 구문에 나오는 각종 숫자들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이 부분은 잘 암기해야 합니다.

마지막 PARTⅣ Log book도 출제비중이 낮고 SMCP와 비슷한 내용이 많으므로 SMCP와 연계

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중요하게 볼 것은 해사전문용어로 일반 영어에서는 쓰지 않

는 표현들로 어떤 것들이 있고 의미가 무엇인지, 약어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면 

됩니다.

본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되어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주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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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기출문제

01 다음 문장을 읽고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? 2019년

Haenuri : Badaro, this is Haenuri. How do you read me, over.

Badaro : Haenuri, this is Badaro. I read you good, over. Change to channel 06, 

over. I (     ) to overtake you on your port side, over.

Haenuri : Do not overtake me. A vessel is about to pass my port side, over.

Badaro : Haenuri, this is Badaro. I will not overtake you. I am (    ) speed with 

caution, over.

① take increasing

② wish increasing

③ take reducing

④ wish reducing

해누리 : 바다로, 여기는 해누리호, 감도 있습니까?
바다로 : 해누리호, 여기는 바다로호. 감도 좋습니다. 채널 06번으로 바꿉니다. 본선은 귀선의 좌현으로 추월하고 

싶습니다.
해누리 : 추월하지 마시오. 본선의 좌현쪽으로 곧 선박이 지나갈 것입니다.
바다로 : 해누리호, 여기는 바다로호. 본선은 추월하지 않겠습니다. 본선은 주의해서 감속하겠습니다.

wish는 바람, 의도를 나타낼 때 쓰인다. 추월시, 추월선이 피추월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통신시, ‘본선의 

귀선을 추월하겠다’는 의도를 말해야 하므로 wish가 들어가야 한다.  ④

02 「SMCP」에서 VHF통신 감도를 묻는 질문에 상대방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면 어느 정도의 감

도인가? 2019년

I read you with signal strength three.

① I read you poor. ② I read you fair.

③ I read you good. ④ I read you excellent.

SMCPⅠ
PA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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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poor－2
③ good－4
④ excellent－5

I read you
귀선의 수신 상태는

with signal strength
수신 감도는

bad/one
1. 아주 안 좋다.

one(i.e. barely perceptible)
1. 거의 들리지 않는다.

poor/two
2. 안 좋다.

two(i.e. weak)
2. 약하다.

fair/three
3. 보통이다.

three(i.e. fairy good)
3. 어느 정도 양호하다.

good/four
4. 좋다.

four(i.e. good)
4. 강하다.

excellent/five
5. 아주 좋다.

five(i.e. very good)
5. 매우 강하다.

 ②

03 「SMCP」의 일반용어 중 General emergency alarm에 대한 설명이다.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

말로 가장 옳은 것은? 2019년

A sound signal of Ⓐ blast and Ⓑ blast given with the vessel’s sound system.

① Ⓐ one short Ⓑ seven prolonged

② Ⓐ one prolonged Ⓑ seven short

③ Ⓐ seven short Ⓑ one prolonged

④ Ⓐ seven prolonged Ⓑ one short

일반비상경보 : 선박의 음향신호장치로 발생시키는 단성 7발, 장성 1발로 이루어지는 음향신호  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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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「SMCP」상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2019년

Ⓐ Dragging of anchor : An anchor moving over the sea bottom  voluntarily because 

it is no longer prevent of the vessel

Ⓑ Draught(Draft) : Height from the waterline to the highest point of the vessel

Ⓒ List : Inclination of the vessel to port side or starboard side

Ⓓ Fairway speed; Mandatory speed in a fairway

Ⓔ Disabled : A vessel damaged or impaired in such a manner as to be incapable 

of proceeding on its voyage

Ⓕ close up (to) : To decrease the distance to the vessel ahead by increasing one’s 

own speed

Ⓘ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

옳은 것－Ⓒ, Ⓓ, Ⓔ, Ⓕ
Ⓐ Dragging of anchor : An anchor moving over the sea bottom involuntarily because it is no longer prevent 

of the vessel
Ⓑ Air draft의 정의

Draught(or Draft) : Depth in water at which a vessel floats  ②

05 「SMCP」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? 2019년

“(             ). Unknown vessel will overtake to the west of you.”

① Instruction ② Intention

③ Information ④ Request

모르는 선박이 귀선의 좌현으로 추월할 것이다. 선박에게 다른 선박의 의도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정보이다.

 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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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「SMCP」상의 표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2019년

① 1번 연료유 탱크에 연료유 50톤을 적재하였다.

: Commenced 50tons of F.O in No.1 F.O.T

② 우현 묘쇄 4샤클로 묘박함. 

: Brought up anchor with 4 shackles of stb’d cable on the water.

③ 거친 파도와 낮고 방향이 일정치 않은 너울을 받아 쉽사리 피칭을 함.

: Vessel pitching easily in rough sea and low confused swells.

④ 북쪽방향의 어선군을 보았다.

: Sighted a number of fishing boats to northward.

적재하다는 loaded를 쓴다.

commence : 시작하다  ①

07 「SMCP」상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? 2019년

Two－way route : A route within defined limits inside which two－way traffic is 

established, aimed at (                ) of ships through waters where navigation 

is difficult or dangerous.

(                ) : A route which has been specially examined to ensure so far 

as possible that it is free of dangers and along which ships are advised.

① providing safe passage, Recommended track

② providing fast passage, Precautionary area

③ providing safe passage, Precautionary area

④ providing fast passage, Recommended track

상호통항로/교행항로 : 항행이 곤란하거나 위험한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
서로 방향이 다른 통항이 실시되고 있는 한정된 범위의 항로
추천항로 : 위험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, 선박이 항행하도록 

추천하고 있는 항로  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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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? 2019년

•I am in danger of ( Ⓐ ).

→ 본선은 전복의 위험이 있다.

•What is your ( Ⓑ ).

→ 귀선의 식별번호는 무엇입니까?

•From what direction are you ( Ⓒ )?

→ 귀선은 어느 방향에서 접근중인가?

•What was your ( Ⓓ )?

→ 귀선의 최후 기항지는 어디인가?

① Ⓐ sinking Ⓑ MMSI

Ⓒ approaching Ⓓ port of destination

② Ⓐ capsizing Ⓑ MMSI

Ⓒ approaching Ⓓ last port of call

③ Ⓐ sinking Ⓑ call sign

Ⓒ proceeding Ⓓ port of destination

④ Ⓐ capsizing Ⓑ call sign

Ⓒ approaching Ⓓ last port of call

전복 : capsizing, 식별번호 : MMSI, 호출부호 : call sign  ②

09 아래에 열거된 선내 표준조타명령 중 의미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2019년

① Steady : Steer a steady course on the compass heading indicated at the time of 

the order.

② Hard－a－port : Rudder to be held fully over to port.

③ Meet her : Check the swing of the vessel’s head in a turn.

④ Midships : Rudder to be held in the fore and aft position.

①은 ‘Steady as she goes’의 정의이다.

Steady : Reduce swing as rapidly as possible.  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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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표준조타명령(Standard Wheel Orders)으로 가장 옳은 것은? 2019년

(  ⓐ   ) : Rudder to be held in the fore and aft position.

(  ⓑ   ) : Check the swing of the vessel’s head in a turn.

ⓐ ⓑ

① Midships Meet her

② Midships Steady

③ Steady as she goes Meet her

④ Steady as she goes Midships

ⓐ Midships : 가능한 한 빨리 회두를 줄여라.

ⓑ Meet her : 선박의 회두를 멈추게 하라.  ①

11 표준해사통신용어(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)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2019년

① Abandon vessel : To evacuate crew and passengers from a vessel following a 

distress

② Adrift : Uncontrolled movement at sea under the influence of current, tide or 

wind

③ Fairway : A vessel which is not at anchor, or made fast to the shore, or aground

④ Way point : A position a vessel has to pass or at which she has to alter course 

according to her voyage plan

③은 Underway에 대한 설명이다.

Fairway : Navigable part of waterway  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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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표준해사통신용어(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)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

옳은 것은? 2019년

“닻줄의 장력은 어떠한가?”

How is the cable (         )?

① leading

② going

③ heaving

④ growing

 ④

13 다음 중 표준해사통신용어(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)상 빈칸에 들어갈 말

로 가장 옳은 것은? 2019년

VTS : (           ). Obstruction in the fairway.

① INFORMATION

② QUESTION

③ WARNING

④ ADVICE

항로에 장애물이 있다. → 위험에 대한 내용이므로 WARNING이 와야 한다.  ③


